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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 개발을 통한 유용물질 생산기반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표

방사선기술 기반의 유용물질 량생산을 한 조직/세포배양 기술개발을 통해 

선진국 비 65% 수 인 기능성 천연물질 탐색, 소재화  효용성 평가기술을 5

년내 80% 수 까지 향상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방사선 조직  세포배양 기술 개발

1-1. 방사선 활성 식물 세포주 선발  조직/세포배양 최 화 기술개발

1-2. 방사선 특이 활성 유 자  단백질의 조  기작 규명

1-3. 방사선 특이 활성 유 자의 발  조 을 통한 유용물질 량생산 기반 기술

개발

2. 방사선 식물반응  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2-1. 방사선 유도 식물 사물질 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2-2. 방사선 활성 유 자/단백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물질 생산 연 성 

규명

2-3. 방사선 식물반응  향의 생화학, 분자생리학  기작 규명과 체계  이론 

정립

3.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의 범용  국가기반기술 구축

3-1. 방사선 활성 동물/미생물 세포배양  유용물질생산 기술개발

3-2.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의 산업  활용을 한 실증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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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조직배양 체계 구축(복분자 재분화, 지치 부정근, 홍경천 모상근/부정근 유도)

․재배종 복분자, 남세균 방사선활성 유 자 발  규명(RsC4H, RsF3H, hox)

․외래종 복분자 유 자 분리동정(RocC4H, RocF3H 등록)

․한국형 잔디에 P1 유 자 형질 환(CMV 35S-EoP)

․식물종별 감마선유도 색소변화 규명(식물 5종)

․오미자 추출물의 감마선 민감성 규명(리그난 성분분석)

․시 치, 애기장  틸라코이드 단백질의 감마선 응 규명(Blue gel, 2-D 분석)

․애기장  색소 사 유 자 감마선 응 발  규명(12종)

․감마선조사 식물종의 차별  NPQ 변화 규명(식물 5종)

․희토류의 항진균성, 식물 생육증진 효능 검증(미생물 3, 식물 5종)

․감마선조사 Synechocystis 생장변화 규명(생장율, 합성율)

․홍경천 액배양 조건 탐색(부정근)

Ⅴ. 연구개발결과의 성과활용 실   계획

․외래종 복분자의 RocC4H, RocF3H  유 자 분리동정 : 분리동정이 완료된 복

분자 유 자 2종을 국제 유 자은행에 등록하여 고기능성 복분자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완료) 

․난지성 잔디의 EoP 사조  유 자 분리동정 : 분리동정이 완료된 EoP 유

자를 국제 유 자은행에 등록하고, 이를 항생잔디 개발 련 특허출원에 활용 

(추진 ) 

․희토의 항진균성과 식물 생장 진 기능 규명 : 련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특

허출원 이며, 특허등록 후 희토류 화합물과 희토킬 이트 화합물의 생리활성 

증진  항생효과의 산업 으로 활용을 한 기술이  추진 (추진 ) 

․지치와 홍경천 조직/세포배양 체계 확립 : 지치와 홍경천의 모상근  부정근 

량배양 체계의 생산안정성과 유효성분 함량을 검증한 후 (주)선바이오텍을 

통해 화장품  의약품으로 가공해 제품화 (향후 계획) 

․한국형 잔디에 EoP유 자 형질 환 : 형질 환 식물체의 세 고정 이후 병충

해 항성 등을 시험하고 친환경 기능성 잔디로 제품화 추진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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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tudy on production of useful metabolites by development of advanced cell 

culture techniques using radi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materialization and evaluation techniques on 

effectiveness for functional natural compounds throughout development of 

tissue/cell culture techniques for mass production of useful metabolites using 

radia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Development of a technique for radiation tissue and cell culture

1-1. Selection of radiation activated plant cell line and development of a optimum 

technique for tissue/cell culture

1-2. Identification of regulation mechanism for radiation specific-gene and -protein

1-3. Development of a technique for mass production of useful materials though a 

control the radiation-specific gene expression

2. Database construction for radiation response in plants and radiation effects

2-1. Database construction for radiation-induced changes in metabolites in the plant

2-2. Database construction of radiation-activated genes/proteins and identification of its 

relationship to production of metabolites

2-3. Establishment theory and identification of biochemical, molecular physiological 

mechanism for radiation response in plants and radia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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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struction of general-purpose national based techniques of cell culture 

technique using radiation

3-1. Development of radiation activated animal/microbial cell culture 

techniques and production techniques of useful metabolites

3-2. Construction of demonstration system for the industrial application of cell 

culture techniques using radiation

Ⅳ. Result of Project

․Establishment of a tissue culture system (regeneration of Bokbunja, induction of 

adventitious roots of Lithospermum erythrorhizon and hairy and adventitious roots 

of Rhodiola rosea)

․Characterization of radiation activated gene expression (RsC4H, RsF3H, hox) from 

cultivated bokbunja (Rubus sp.) and Synechocystis sp.

․Transformation of the P1 gene into Zoysiagrass (CMV 35S-EoP)

․Identification of gamma-ray induced color change in plants (5 plant species)

․Identification of sensitivity to gamma-ray from Omija (Schisandra chinensis) extract 

(Analysis of lignans)

․Identification of the response of thylakoid proteins to gamma-ray in spinach and 

Arabidopsis (blue gel, 2-D analysis)

․Identification of gamma-ray induced gene relating to pigment metabolism (12 

species)

․Characterization of different NPQ changes to gamma-irradiated plants (5 plant 

species)

․Verification of the effects of rare earth element (REE) including anti-bacterial and 

anti-fungal properties and as a growth enhancer (3 microorganisms, 5 plant species)

․Identification of changes in the growth of gamma-irradiated Synechocystis (growth 

rate, photosynthetic efficiency)

․Investigation of liquid cell culture conditions from Rhodiola rosea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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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Rubus occidentalis C4H (RocC4H) and F3H  

(RcoF3H): Registration of two isolated genes to GenBank, and using as 

fundamental data for development of high-functional Bokbunja (Completed)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P1 transcription gene in centipedegrass: Registration 

of isolated EoP gene to GenBank, and using a patent application (In progress)

․Functional characterization of REE including anti-bacterial and anti-fungal 

properties and growth enhancer: Based on data, patent pending and after patent 

registration, promoting techniques transfer for the utilization of industry of improving 

physiological activities and antibiotic effects of REE compounds and REE-chelate 

compounds (In progress)

․Establishment of a tissue and cell culture system: after verifying the product 

stability and the content of effective materials throughout mass cultivation system of 

adventitious and hairy roots of Lithospermum erythrorhizon and Rhodiola rosea, 

making cosmetic and medical products by Sunbiotech Co., Ltd. (Future plan)

․Transformation of the EoP  gene into Zoygiagrass: investigation of pest resistance 

and product promoting in a environment-friendly functional grass (Futur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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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1 . 연구개발의 목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식물조직/세포배양을 통한 유용물질 량

생산 기술의 주요 문제 인 생산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기술 개발

․방사선융합기술을 목하여 신기능성 유용물질의 발굴과 신개념의 식물조직/

세포배양을 통한 량생산  산업화 기반기술 개발

․방사선융합기술을 목한 신개념의 세포공학 기술을 통해 유용 생물자원의 활

용을 극 화함으로써 국민경제는 물론 국민건강과 복지에도 기여

제 1-2 . 연구개발의 필요성

․Post-genome 시 인 21세기는 생명과학 분야가  세계 으로 주도  산업이 

될 것으로 망되며, Genome project 연구결과를 이용한 각종 질환 련 유 자 

규명  질환 치료기술 개발, 기세포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법 개발, 

HTS 기술을 이용한 신물질 탐색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천연식물로부터 기능성 이차 사물질을 활용하기 한 연구는 1990년  이후 

기능성식품이나 체의학의 개념에서 국내외 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인 웰빙트 드와 함께 2000년  이후 생물의약에 한 수요  산

업은 매년 10%이상 고속 성장 에 있음 (1981-2002년 사이 신약들 에 순수 

화학합성에 의해 제조된 약품은 체의 50% 미만이었으며, 항암제의 경우 

52%가 식물유래 이차 사산물로부터 제조)

․식물조직/세포배양은 천연식물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이차 사물질을 산업 으

로 량생산하는 기술로 인삼, shikonin, taxol 등이 표 인 상업화 성공사례

이며 일본의 경우 건강식품시장의 3분의 1이상을 차지

․식물조직/세포배양에 방사선융합기술을 용하여 유용물질의 합성 련 유 자

의 발 을 조 하거나 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식물세포배양의 난 인 생산안

정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상업성이 확보된 유용물질의 산업화 기반기술로 

발 가능

․국내에서는 통 인 발효산업과 함께 식물조직/세포배양 기 기술이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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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 하고 있으나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재료 개발을 한 기반  첨단

기술인 량 탐색기술, 소재화 기술, 임상  효용성 평가기술은 5년 이상 크게 

뒤쳐져 있음

․따라서 차세  성장동력인 생물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해서 핵심기반기

술인 식물조직/세포배양기술의 선진화가 필수 이며, 생물산업 분야에서 신물

질에 한 기술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식물유래 이차 사산물의 신규 발굴  

량생산을 한 신기술 개발에 정부차원의 극 인 투자가 요구됨

제 1-3 . 연구개발의 기 효과

․기능성 유용 사물질의 량생산으로 수입 체  수출효과 연간 3,000억 이상 

달성

․기존에 량생산이 불가능했던 고부가가치의 유용물질을 량생산함으로써 이

를 활용한 련 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 북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  생물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부가가치

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친화 인 연구소 모델정립에 기여

․방사선융합기술을 목한 신개념의 조직/세포배양기술을 통해 동물, 미생물, 식

물을 이용한 모든 조직/세포배양에 용 가능한 범용  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

써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국내 산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방사선이용 기술의 확 와 산업  용을 통해 친환경 방사선 기술의 국민  

친화력 증 를 유도하고 방사선 이용의 정  인식  원자력의 평화  이용

에 한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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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2-1 . 국외 황

․1970년 와 1990년  후반에 걸친 바이오 붐은 21세기 웰빙 문화와 목하여 

매년 15-20%의 지속 인 성장을 거듭하고 차세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

가 성장동력으로 자리해 가고 있고 이러한 실에 맞추어 동물, 미생물, 식물 

반에 걸친 세포배양 기술이  세계 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특히 생물의약 에서 의료용 단백질의 시장비 이 90년  후반 이후 60%를 

넘어서면서 동물, 미생물, 식물 세포배양을 통한 의료용 단백질 생산이 생물산

업 에서 상 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 하 음

․식물조직/세포배양 분야에서는 생물의약 는 기능성 식품( , 색소, 향료, 의

약품,  등)으로 식물유래 이차 사산물의 량생산을 한 다양한 산업화 기술

이 개발되고 있으며, 천연물질에 한 폭발 인 수요증가로 련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함. 재까지의 표 인 산업  성공 사례는 다음과 같음

  - shikonin, berberine 생산(일본 미쯔이석유화학) 

  - 인삼캘러스의 량생산(20톤 탱크배양)(일본 닛 우덴꼬우) 

  - taxol 등 식물유래 항암물질의 량생산(미국, 일본) 

  - 바닐라 향이나 치약 첨가제인 sanguinarine 생산(미국) 

  - cGMP(바이오의약품 생산설비기 ) 시설 이용 taxol 량배양(독일)

제 2-2 . 국내 황

1. 산업계 동향 

․국내의 식물조직/세포배양 련 산업은 인삼 는 산삼 모상근  부정근 배

양 주이며, 비트로시스와 CBN 바이오텍이 소매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유율을 차지함

․삼양 제넥스는 미국에서 세포주를 구입하여 3톤 규모의 시험 생산을 마친 후 

30톤 규모의 배양기(bioreactor)를 이용한 량 생산에 성공

․태평양, 두산, 정식품 등에서 taxol 생산과 련한 G-7 과제를 수행한 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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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까지 국내 산업계에는 식물조직/세포배양 련 연구개발  투자가 제

한 이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견업체로 성장한 사례는 음

2. 학계와 연구계 동향 :

․다양한 식물유래 이차 사산물이나 peroxidase와 같은 식물유래 효소는 물론 

항체와 같은 의료용 단백질을 식물조직/세포배양을 통해 생산하기 한 연구가 

다수의 학과 연구소에서 진행 이며 일부는 산업화 기단계의 수 에 있

음 

․ 재 기술수 으로는 kg당 2,000 US$ 이상의 식물유래 화합물을 상으로 식

물조직/세포배양을 해야만 수익성이 있지만, 기술이 진보되면 50 US$ 이상이

면 상업 으로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망됨

․충북 , 남 , 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식물조직/세포배양

의 효율향상을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학과 연구소에서는 식물조직/세포배양을 통한 유용물질의 량생산을 해 

기존의 배양기술이 갖는 여러 가지 난 을 극복하는 새로운 기반기술과 산업

 활용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세포주를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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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3-1 . 방사선 조직/세포배양기술 개발

3-1-1. 방사선 활성 유용물질 생산 조직/세포주 선발

․재배종 RsF3H 유 자와 과발  로모터(CMV 35S)로 구성된 클로닝 벡터를 

가지는 Agrobacterium을 재배종 복분자 무균 배양체와 공동배양한 후 캘러스 

증식과 재분화체 유도를 통해 형질 환체 선발 (그림 1)

․난지성 잔디인 Centipedegrass의 EoP 유 자가 클로닝된 벡터를 가지는 

Agrobacterium을 상추와 한국형 잔디의 무균배양 식물체 는 캘러스와 공동

배양한 후 캘러스 증식과 재분화체 유도를 통해 형질 환체 선발 (그림 2)

3-1-2. 조직/세포주를 활용한 방사선세포배양 기술 개발

․시코닌 량생산을 한 지치식물체의 부정근 유도  세근 생장 진 조건 

확립 (그림 3, 4)

․홍경천의 유효성분 량생산을 해 모상근과 부정근 유도체계 확립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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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배종 복분자에 RsF3H 유 자 형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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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A. 상추에 EoP 유 자 형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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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B. 한국형 잔디에 EoP 유 자 형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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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치식물체에서 부정근 유도(MS+2ppm IBA+3%sucrose)



18

그림 4. 부정근의 길이 생장과 세근 진(1/2MS+2ppm IBA+0.1ppm 

kinetin+3%sucrose)



19

 

그림 5A. 홍경천 잎에서 모상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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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B. 홍경천 잎에서 부정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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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 방사선활성 식물유 자 활용기술 개발

3-2-1. 방사선 특이 활성 유 자의 발 기작 연구

․재배종(고창) 복분자의 조직별로 RsC4H와 RsF3H 유 자의 발 을 조사한 

결과 기와 잎에서는 강하게 발 이 되었지만 꽃에서는 아주 약하게 발 됨

을 확인함 (그림 6)

․ 합성 미생물인 남세균(Synechocystis  sp. PCC 6803)에서 수소합성 효소인 

bidirectional hydrogenase를 encoding하는 hoxE, hoxH 유 자(hox  operon)와 

이들의 발 을 조 하는 lexA의 사 수 을 30 Gy 감마선 조사후 분석한 결

과 조구에 비해 약 3배정도 증가하 으나, 비교구로 사용된 E. coli에서는 

lexA가 거의 증가하지 않아 두 미생물 종에서 lexA의 상이한 역할이 확인됨 

(그림 7)

3-2-2. 방사선 특이 활성 유 자의 분리동정

․외래종 복분자의 1515bp full-length C4H 유 자(RocC4H)를 분리하여 염기서

열을 분석한 결과 3개의 exon과 2개의 intron으로 구성되어 있고, southern 

blot에서는 single copy로 존재하며, 아미노산 서열 비교 분석에서는 사과나무

와 94.5%의 높은 유사성을 나타내면서 cytochrome P450 단백질의 특징 모티

를 가지고 있음 (그림 8)

․외래종 복분자의 1098 full-length F3H  유 자(RocF3H)를 분리하여 염기서열

을 분석한 결과 3개의 exon과 2개의 intron으로 구성되어 있고, southern blot

에서는 multi copy로 존재하며, 아미노산 서열 비교 분석에서는 딸기와 94.5%

의 높은 유사성을 나타내면서 2-oxoglutarate와 철 이온과의 결합 련 아미노

산 잔기들이 잘 보존되어 있음 (그림 9)

3-2-3. 방사선 특이 활성 유 자의 조  작용 규명

․Centipedegrass로부터 분리한 EoP 유 자의 산물은 EMSA 실험에서 옥수수 

a1  로모터 서열  P1 사조 인자 결합부 로 알려진 haPBS와 laPBS 양쪽 

모두에 결합됨. 따라서 EoP는 MYB 계열의 사조 인자로서 작용하며 로

모터에 결합하기 해하여 R2R3 MYB 결합부 가 필요함을 확인함 (그림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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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재배종 복분자에서 RsC4H와 RsF3H 유 자의 RT-PC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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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감마선 조사된  Synechocystis와 E. coli에서 hoxE, hoxH, lexA 

유 자의 RT-PC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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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A. 외래종 복분자의 RocC4H 유 자 southern b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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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B. 외래종 복분자의 RocC4H 유 자 계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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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외래종 복분자의 RocF3H 유 자 southern b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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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외래종 복분자의 RocF3H 유 자 계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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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옥수수 a1  로모터의 구조 



29

그림 11. Centipedegrass로부터 분리한 EoP 유 자의 EMS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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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 방사선 식물반응/ 향 DB 구축

3-3-1. 방사선 특이 활성 물질 DB 구축

․오미자 추출물은 감마선과 자선의 조사선량에 따라 붉은색에서 무색으로 변

하지만 항산화 활성과 주요 생리활성 물질인 리그난 성분들(schizandrin, 

gomisin A  gomisin N)의 변화는 거의 없음 (그림 12)

3-3-2. 방사선에 의한 식물반응/ 향에 한 범 한 생리, 생화학  DB 구축

․희토류(scandium, holmium, erbium, gadolinium, terbium, thulium)가 E.coli 

(DH5α)(병원체 조구)  식물 병원균 Pseudomonas syringae(무,배추 세균

성 검은 무늬병 유발), Xanthomonas oryzae(무, 배추 검은 썩음병 유발), 

Colletotrichum higginsianum(무, 배추 탄 병 유발)에 한 항균능 시험에서 

일반 속(copper)에 비해 매우 우수함 (그림 13)

․희토킬 이트 화합물을 고추, 토마토, 배추, 딸기에 고체(상토)와 액체상태(액

비)로 처리한 결과 고추는 조구와 실험구가 비슷하 으나 토마토, 배추, 딸기

는 생육과 뿌리발육이 실험구에서 일부 향상됨을 확인하 음 (그림 14, 15, 16, 

17)

․수용액에 100~1000 Gy의 감마선을 조사할 때 방사선 물분해에 의해 hydroxyl 

radical, hydrogen peroxide 생성이 증가. 반면에 singlet oxygen은 생성되지 않

았고 superoxide radical은 산소가 포화된 수용액에서만 일부 검출됨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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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A. 감마선의 선량별(1-10 kGy) 오미자 추출물의 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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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B. 자선의 선량별(1-10 kGy) 오미자 추출물의 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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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희토류의 식물 병원균 억제능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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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고추 생육에 희토킬 이트 화합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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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토마토 생육에 희토킬 이트 화합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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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배추 생육에 희토킬 이트 화합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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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딸기 생육에 희토킬 이트 화합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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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ESR probe인 4-POBN을 이용해 감마선 조사에 따른 hydroxyl radical 

생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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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성과목표/세부목표 2008년 사업목표 (핵심스펙)
연차목표

달성도(%)

1. 방사선 조직  세포배양 기술 개발

1-1. 방사선 활성 식물 

세포주 선발  조직/

세포배양 최 화 기술

개발

․조직배양 체계 구축(복분자 재분화, 지치 부

정근, 홍경천 모상근과 부정근 유도)
100

1-2. 방사선 특이 활성 

유 자  단백질의 

조  기작 규명

․재배종 복분자, 남세균 방사선활성 유 자 

발  규명(RsC4H, RsF3H, hox)
100

1-3. 방사선 특이 활성 

유 자의 발  조 을 

통한 유용물질 량생

산 기반 기술개발

․외래종 복분자 유 자 분리동정(RocC4H, 

RocF3H 등록)

․한국형 잔디에 P1 유 자 형질 환(CMV 

35S-EoP)

100

2. 방사선 식물반응  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2-1. 방사선 유도 식물 

사물질 변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식물종별 감마선유도 색소변화 규명(식물 5

종)

․오미자 추출물의 감마선 민감성 규명(리그

난 성분분석)

100

2-2. 방사선 활성 유

자/단백질의 데이터베

이스 구축과 사물질 

생산 연 성 규명

․시 치, 애기장  틸라코이드 단백질의 감

마선 응 규명(Blue gel, 2-D 분석)

․애기장  색소 사 유 자 감마선 응 발  

규명(12종)

100

2-3. 방사선 식물반응 

 향의 생화학, 분

자생리학  기작 규명

과 체계  이론 정립

․감마선조사 식물종의 차별 NPQ 변화 규명

(식물 5종)

․희토류의 항진균성, 식물 생육증진 효능 검

증(미생물 3, 식물 5종)

100

3.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의 범용  국가기반기술 구축

3-1. 방사선 활성 동물

/미생물 세포배양  

유용물질생산 기술개

발

․감마선조사 Synechocystis  생장변화 규명

(생장율, 합성율)
100

3-2.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의 산업  활용을 

한 실증시스템 구축

․홍경천 액배양 조건 탐색(부정근) 100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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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외 기여도

4-2-1. 연구성과별 기여(활용)도

․외래종 복분자의 RocC4H, RocF3H  유 자 분리동정 : 분리동정이 완료되어 

국제 유 자은행에 등록된 복분자 유 자 2종은 고기능성 복분자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난지성 잔디의 EoP 사조  유 자 분리동정 : 잔디 EoP 유 자의 분리동정

은 천연항생물질인 maysin의 생합성 규명과 이를 이용한 항생잔디 개발에 기

여할 것이다. 

․희토의 항진균성과 식물 생장 진 기능 규명 : 희토류 화합물과 희토킬 이트 

화합물의 생리활성 증진  항생효과를 단계 으로 입증함으로써 희토류의 다

양한 농생물산업 분야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지치와 홍경천 조직/세포배양 체계 확립 : 지치와 홍경천의 모상근  부정근 

량배양 체계의 생산안정성과 유효성분 함량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화장품  

의약품으로의 제품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형 잔디에 EoP유 자 형질 환 : 향후 형질 환 식물체의 세 고정 이후 

병충해 항성 시험 등을 통해 친환경 기능성 잔디의 제품화를 추진함으로써 

작물 주의 농가수입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4-2-2. 연구성과의 향후 상 기여(활용)도

․기존에 량생산이 불가능했던 고부가가치의 유용물질을 량생산함으로써 이

를 활용한 련 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 북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  생물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부가가치

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친화 인 연구소 모델정립에 기여

․방사선융합기술을 목한 신개념의 조직/세포배양기술을 통해 동물, 미생물, 식

물을 이용한 모든 조직/세포배양에 용 가능한 범용  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

써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국내 산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방사선이용 기술의 확 와 산업  용을 통해 친환경 방사선 기술의 국민  

친화력 증 를 유도하고 방사선 이용의 정  인식  원자력의 평화  이용

에 한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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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외래종 복분자의 RocC4H, RocF3H 유 자 분리동정 : 분리동정이 완료된 복분자 유

자 2종을 국제 유 자은행에 등록하여 고기능성 복분자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

(완료) 

․난지성 잔디의 EoP 사조  유 자 분리동정 : 분리동정이 완료된 EoP 유 자를 국

제 유 자은행에 등록하고, 이를 항생잔디 개발 련 특허출원에 활용 (추진 ) 

․희토의 항진균성과 식물 생장 진 기능 규명 : 련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특허출원

이며, 특허등록 후 희토류 화합물과 희토킬 이트 화합물의 생리활성 증진  항생효과

의 산업 으로 활용을 한 기술이  추진 (추진 ) 

․지치와 홍경천 조직/세포배양 체계 확립 : 지치와 홍경천의 모상근  부정근 량배양 

체계의 생산안정성과 유효성분 함량을 검증한 후 (주)선바이오텍을 통해 화장품  의

약품으로 가공해 제품화 (향후 계획) 

․한국형 잔디에 EoP유 자 형질 환 : 형질 환 식물체의 세 고정 이후 병충해 항성 

등을 시험하고 친환경 기능성 잔디로 제품화 추진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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